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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제10회 동아시아 학술대회 참관기: 도쿄대 편

윤새라
울산과학기술원 교수

올해 어느덧 10회를 맞은 동아시아 슬라브·유라시아

을 탈 없이 치르기란 보통 일이 아니다. 물론 완벽했다는

학술대회가 지난 6월 29~30일 일본 도쿄대학교에서 열렸

말은 아니다. 무엇보다도 일본 제일의 유서 깊은 명문대

다. 올해 학술대회 제목은 “Brave New Fragmented World,

인 도쿄대의 건물 내부가 몹시 낡고 냄새난다는 사실에

or How to Make It Manageable”였다. 제목을 보면 바로

적잖은 참가자들이 충격을 금치 못했다.

떠오르듯이 이번 학술대회는 올더스 헉슬리의 유명한 디
스토피아 소설 멋진 신세계에 기대어 작금의 파편화되
고 분화된 세계를 어떻게 관리할지를 논의하고 해법을
찾는 자리였다.
이틀간 열린 학술대회 일정은 강행군이었다. 6월 29일
오전 9시 30분에 개회식과 함께 막을 올린 후 종일 발표
세션이 이어지고 이튿날에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 30
분까지 꼬리를 물었다. 시간표를 보면 양일에 걸쳐 총 여
섯 개의 세션이 있었고 세션마다 적게는 일곱 개에서 많
게는 아홉 개 패널이 배치됐다. 이 글을 쓰느라 세어보니
학술대회 직전에 취소된 패널 몇 개를 제외하고도 총 56
개 패널로 짜인 꽤 큰 규모의 학술대회였다. 패널 구성은
문화, 지역학, 정치, 외교, 사회, 경제, 역사, 어학, 문학,
문화 등으로 기존 학문 분야를 망라해 꾸려졌다.
여러 국적의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국제학술대회
에 갈 때마다 새삼 느끼지만, 이번에도 주최 측의 노고에
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. 패널 숫자로 단순히 계산해 봐
도 200명이 넘은 인원이 한·중·일 3개국만이 아니라 러시
아와 유라시아, 유럽, 북미에서도 방문해 참가하는 모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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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 학술대회 장소는 도쿄대에서도 법문대(Faculty of

고 습한지 날씨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던 기억이 몇 년이

Law and Letters)에서 열렸는데 겉에서 보면 고풍스럽지

지난 지금도 생생하다. 그래서 이번에도 날씨에 촉각을

만, 내부는 리모델링을 제대로 안 했는지 고릿적 모습이

곤두세웠다. 6월 말이니 절정의 더위는 아니겠지만, 그래

어서 당황스러웠다. 추측건대 동경제국대 시절에도 거의

도 걱정이 앞섰다. 그런데 이번에는 장마철에 접어들어

같은 모습이지 않을까 싶었다. 일본의 도쿄대 출신 연구

비가 연일 내린다는 예보였다. 더위보다는 낫지만, 그래

자들도 민망함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. 도쿄대에는 세계

도 날씨가 궂을 거라니 우산과 비옷에 레인부츠까지 챙

적인 건축가 안도 다다오가 지은 후쿠다케 홀도 있고 멋

겨 떠났다. 하지만 비는 오락가락하며 큰 지장을 주지는

진 현대식 건물도 여럿 있건만 빠듯한 예산 탓이었는지

않았고 날씨도 해가 나지 않아서인지 크게 덥지 않아 다

더 좋은 장소를 확보하지 못한 듯했다.

행이었다.

그러나 낡은 시설과는 별도로 주최 측의 준비와 환대

도리어 6월 말 일정이라 힘든 점은 다른 데에 있었다.

에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. 특히 학술대회를 진두지휘

한국 참가자들은 방학이 막 시작된 시점이라 다들 4개월

한 쌍두마차라 할 수 있는 누마노 교수와 마츠자토 교수

에 걸쳐 완주한 학기의 피로감이 가득한 얼굴들이었다.

의 열의에는 몇 번이나 놀랐다. 각각 일본 슬라브학계의

개중에는 아직 기말고사 채점을 마치지 못하고 온 이도

인문학과 사회학 분야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두 교수

있었다. 필자도 계절학기를 가르치는 와중에 참가한 거라

는 지긋한 연세에도 조금도 쉬지 않고 학술대회 현장을

하루 수업을 휴강해야 했고, 그래서 떠나기 전에 보강 수

누비며 세심하게 챙겼다. 학술대회가 열리기 전 여러 공

업을 해야 하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정신이 없었다.

지 사항을 담은 이메일이 두 교수로부터 직접 날아들었

한편, 일본은 4월에 학기가 시작해서 8월 초에야 끝나는

다. 특히 마츠자토 교수는 발표문을 일주일 전에는 드롭

일정이라 학기 중간에 학술대회가 열려서 일본 학자들은

박스에 올리라고 몇 번이나 독려해서 이번 학술대회를

또 그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어 보였다.

위해 새로 글을 쓰고 있던 필자에게는 무척이나 부담스
러웠다. 미리 발표문을 토론자에게 주어야 토론자가 넉넉
히 시간을 두고 글을 읽고 그래야만 토론의 질이 높아진
다고 독려하는데, 그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기에 더욱더
곤혹스러웠다.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하루라도 일찍
발표문을 토론자에게 보낼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.
그리고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여러 나라 연구자들과
함께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이니만큼 발표문을 학술대회
시작 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완성하는 것이 국내 학회에
서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생각도 다시금 했다.
여담이지만,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기로 하면서 개인
적으로 가장 신경 쓰인 점은 다름 아닌 날씨였다. 올해
이전에 도쿄에서 열린 우리 분야의 국제학술대회가 20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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년 ICCEES(International Council for Central and East

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, 필자는 토요일과 일요일

European Studies) World Congress였다. 5년에 한 번씩 열

양일간 학술대회에 참가하며 한 세션에서는 발표했고, 한

리는, 슬라브학계에서는 가장 큰 규모의 세계학술대회인

세션에서는 사회를 봤고, 토요일 세션에서는 청중으로 참

데 8월 초에 도쿄 인근 신도시 마쿠하리에서 개최됐다.

석했다. 이번 학회에서 발표, 사회, 청중이라는 세 역할을

그런데 원래 악명 높은 도쿄의 여름치고도 어찌나 무덥

두루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한 점은 언어 문제였다. 동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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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아 슬라브·유라시아학술대회의 특징이겠지만, 이 학회

년에는 더 많은 한국 연구자가 세계무대에 참가하기를

의 주축인 한·중·일 3개국 학자들은 모두 모국어가 아닌

기대한다.

외국어(러시아어나 영어)로 발표하고 토론한다. 일본 학자
대다수는 기본적으로 영어보다는 러시아어를 더 잘 구사
했다. 그런데도 그들 나름의 악센트가 있어서 학술 언어
로 노어 발표를 할 때 필자가 놓치는 부분이 많았다. (러
시아계 캐나다 학자의 러시아어 발표는 알아듣기가 훨씬
쉬웠다.) 그리고 일본에서 열린 학술대회라 어쩔 수 없겠
지만, 러시아와 일본과의 비교를 주제로 삼은 발표가 많
았다. 필자가 사회를 본 패널이 그랬다. 사회는 맡을 생
각이 없었는데 주최 측의 요청이 있어서 봉사하는 마음
으로 하게 됐다. 그런데 사실 그 시간대에 듣고 싶었던
발표는 다른 패널에 있었다. 어차피 사회를 볼 거라면 다
음에는 관심이 가는 패널의 사회를 선제적으로 자청해야
겠다고 생각했다.
언어 문제가 없다면 더 좋았겠지만, 그래도 학술대회
에서 얻은 소득이 적지 않다. 국제적 네트워킹은 물론이
고 (심지어 한국에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나라 학
자들을 외국에서 만나 반가웠다!), 학술적으로도 다른 학
자들의 발표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고 관심 분야
에 대해 크든 작든 새로운 지식도 습득하게 된다. 이번에
도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으며 자기 견해를 수정도
하게 되고, 더 찾아보게 됐다. 무엇보다도 토론자의 논평
을 통해 필자의 글에서 보충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
깨닫게 된 것이 큰 수확이었다. 발표문을 논문으로 발전
시킬 때 큰 도움이 될 터이다.
매년 열리는 동아시아 슬라브·유라시아학술대회지만,
내년은 한 차례 쉰다고 한다. 5년에 한 번 열리는
ICCEES World Congress가 내년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
8월 4일부터 9일에 걸쳐 열리는데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
기 위해서라고 한다. 2015년 일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
우리나라 학자들의 참여가 저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. 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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